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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면 물질의 격리를 위한 빈 영역을 갖는 일회용 제품이 개시되어 있다. 이 공간은 스플리트 흡수 코어 
및 스플리트에 근접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하나 이상의 상면 시이트/배면 사이트 패널에 의해 생성된
다. 이 공간은 스플리트에 근접한 상면 시이트/배면 시이트의 신장도에 의해 생성되고 조절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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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성 스플리트 코어를 갖는 흡수 제품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회용 흡수 제품,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 위에 침적되는 배변물질의 이동을 격리시키고 최소화
하는 일회용 흡수 제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기저귀와 같은 일회용 흡수 제품은 당해 기술 분야에 잘 공지되어 있다. 일회용 흡수 제품은 그 위에 침
적된 뇨 및 배변 물질과 같은 신체 배설물을 보유하고 흡수한다.

뇨 침적물을 흡수하고 보유하는데 관한 상당한 진보가 당해 기술 분야에서 있어 왔다. 예를 들면, 일회용 
흡수 제품은 거의 새지 않고 흡수성 겔화 물질의 혼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얇다.

그러나, 일회용 흡수 제품 중의 배변 물질의 침적을 조절하는 것에 관한 시도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훨씬 
적었었다. 배변 물질은 착용자의 피부상으로 번져서 표피를 자극하고 착용자가 오염된 기저귀 또는 다른 
일회용 흡수 제품을 제거할 때 착용자의 세척을 복잡하게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배변 물질을 격리시키기 위한 시도가 당해 기술 분
야에 있어 왔다. 이러한 시도로서, 이러한 착용자의 신체 영역을 격리시키고자 할 때 항문 개구부, 외음
부 또는 둘 다를 한정하기 위한 컵(cup)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착용자에게 불편할 수도 
있고 정확한 컵의 위치를 요구한다.

또 다른 시도로서, 횡방향으로 또는 종방향으로 신장되는 탄성 차단물을 기저귀의 상면 시이트 아래에 위
치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배열은 차단물 위에서 상면 시이트상에 침적된 배변 물질이 이동하여 상기 문제
를 여전히 야기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배열은 기저귀의 상면 시이트상에 침적된 배변 물질
의 이동을 막는데 필요한 단절된 불연속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배열은 배변 물질의 과도한 횡단을 방지하는데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상면 시이트 아래에 
배치된 차단물은 종방향으로 신장되는 차단 다리 커프트에 용이하게 연결될 수 없으며, 잘 공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저귀로부터 누출을 최소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차단물에 의해 횡단 이동하면서 전달된 배
변물질은 기저귀의 둘레까지 수송될 수 있고 둘레를 터지게하여 누출을 야기시킬 수 있다.

배변 물질이 그 안에 침적되고 보유되도록 하는(희망사항으로) 공간 또는 구멍을 제공하여 배변 물질이 
공간 또는 구멍의 위치에 한정되도록 하는 다른 시도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예
가 1987년 5월 5일자로 윌리암스(Williams)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62,877호; 1990년 1월 9일자로 데
스마레이스(DesMarais)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92,536호; 1990년 11월 6일자로 칸(Khan)에게 허여
된  미국  특허  제4,968,312호;  1991년  2월  5일자로  플릴랜드(Freeland)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
4,990,147호; 1991년 11월 5일자로 홀트(Holt)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62,840호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을 배변 물질을 격리하고 그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장가능한 흡수성 스플리트
(split)를 갖는 일회용 흡수 제품을 제공하고, 이로써 배변 물질과의 표피 접촉은 감소되고 관리인에 의
한 세척은 최소화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착용자로부터 배변 물질을 격리시키기 위한 더 큰 체적의 
공간을 제공하는, 탄성 패널 상면 시이트 및 팽창가능한 또는 탄성인 패널 배면 시이트 모두를 갖는 흡수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일회용 흡수 제품의 평면도, 부분적인 절단면이며, 포움 캡(foam cap)은 명확성
을 위해 생략하였고 탄성 유도된 수축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도는 제1도의 섹션 라인 A, B 및 C를 따라 절취한 단편도인 단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에 따른 일회용 흡수 제품의 평면도이며, 이의 후방부는 착용자에게 착용할 때 연장되어 
갈라진 또는 분절된 흡수 코어와 그 결과로 생성된 공간을 각각 보여준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르는 일회용 흡수 제품의 선택적인 평면도이며, 이의 전방 및 후방 패널은 연장되어 
후방 및 전방 흡수 코어 공간을 나타낸다.

제5도는 착용자에게 착용되어진 본 발명에 따르는 일회용 흡수 제품의 투시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명세서가 본 발명을 특히 지적하고 두드러지게 청구하는 청구항으로 끝을 맺지만, 본 발명은 하기 관
련된 도면(여기서, 동일한 숫자는 동일한 성분을 나타낸다)과 연관된 설명으로부터 더욱 잘 이해될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발명의 간단한 요약]

본 발명은 기저귀와 같은 일회용 흡수 제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회용 흡수 제품은 부분적으로 액체 투
과성인 상면 시이트를, 사용중에 착용자쪽으로 배향되는 외향 배향된 신체 대향 표면; 신체 대향 표면과 
반대쪽의 코어 대향 표면 하나 이상의 통로 및 하나 이상의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패널과 함께 갖는다. 
일회용 흡수 제품은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를 하나 이상의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배면 패널과 함께 
추가로 포함되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면 시이트에 주변이 연결된다. 최종적으로, 일회용 흡수 제
품은 상면 시이트 및 배면 시이트의 중간에 스플리트 흡수 코어를 포함한다.

일회용 흡수 제품은 상면 시이트의 신체 대향 표면과 배면 시이트 사이에 위치된 공간을 포함한다. 이러
한 공간은 흡수 코어를 분할함으로써 생성된다. 상면 시이트 및 기저부 시이트가 착용자에게 꼭 맞도록 
조절될 때, 흡수 코어는 분할되어 공간을 생성한다. 배변 물질은 상면 시이트의 통로를 통과하고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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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제품의 상면 시이트와 배면 시이트 사이에 생성된 공간 안에 침적되어 격리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흡수 제품이란 용어는 신체 분비물을 흡수 및 봉쇄하는 제품을 말하고, 더욱 구체적으
로는 착용자의 신체에 대향하거나 여기에 밀접하게 위치되어 신체로부터 배출되는 다양한 배설물을 흡수 
및 봉쇄하는 제품을 말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이란 용어는 세탁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복원시키거
나 또는 흡수제품으로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닌(즉, 일회 사용 후 버릴 목적인, 바람직하게는 재생되거나 
비료화되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될 목적인) 흡수 제품을 말한다. 일체
형 흡수 제품이란 함께 결합되어 일치된 실체를 형성하는 별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별개의 지지체 및 
라이너와 같은 별도의 조작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흡수 제품을 말한다. 본 발명의 흡수 제품의 바람직
한 실시양태는 일체형 일회용 흡수 제품, 즉 제1도에서 나타낸 기저귀(20)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기저귀
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유아 또는 실금자에 의해 착용자의 하위 몸통에 착용되는 흡수 제품을 말한다. 그
러나, 본 발명은 다른 흡수 제품(예 : 실금 브리프, 실금자용 언더가멘트, 기저귀 지지체 및 라이너, 봉
쇄 여성 위생 가멘트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제1도는 착용자를 대향하거나 접촉하는 기저귀(20)의 부분, 내면, 관찰자 쪽으로 배향된 부분을 갖는, 본 
발명의 기저귀(20)를 수축되지 않은 상태(즉, 탄성 유도된 수축을 끌어 당긴)로 펼친 평면도이다. 제1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기저귀(20)는 바람직하게는 액체 투과성 상면 시이트(22); 상면 시이트(22)에 연결
된 부분적으로 액체 불투과성인 배면 시이트(26); 및 상면 시이트(22)와 배면 시이트(26) 사이에 위치한 
흡수 코어(28); 일반적으로 여러번 표현된 고정 시스템(36)을 포함한다.

기저귀(20)의 상면 시이트(22)는 기저귀(20)가 사용중일 때 착용자를 대향하는(보통 접촉하는) 외향 배향
된 신체 대향 표면과 이와 반대의 코어 대향 표면을 갖는다. 기저귀(20)의 상면 시이트(22)의 신체 대향 
표면은 사용중에 인접한 착용자의 신체에 위치한 기저귀(20) 부분을 포함한다(즉, 내면은 일반적으로 적
어도 일부분의 상면 시이트(22) 및 상면 시이트(22)에 연결된 다른 성분에 의해 형성된다). 기저귀(20)는 
기저귀가 사용중에 있을 때 착용자의 전방을 향하도록 배향된 제1허리 영역(31), 제1허리 영역(31)에 종
방향으로 반대되는 제2허리 영역(33), 제1허리 영역(31)과 제2허리 영역(33) 사이에 위치한 가랑이 영역
(35), 및 기저귀(20)의 가장자리에 의해 한정되는 둘레를 갖는다.

기저귀(20)는 기저귀(20)를 좌반부와 우반부로 나누는 종방향 축(L-L)을 가지며, 이는 직립 착용자를 좌
반신과 우반신으로 나눈다. 기저귀(20)는 기저귀(20)를 전방부 및 후방부로 나누는, 종방향 축(L-L)에 수
직인 횡방향 축(T-T)을 추가로 포함한다. 종방향 축(L-L) 및 횡방향 축(T-T)에 서로 수직으로 직교하는 
Z-방향 축은 기저귀(20)의 평면으로부터 외향신장된다.

기저귀(20)의  성분은 횡방향으로 배향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이러한 성분이 횡방향 중심선(T-
T)과 ±45°이하의 각을 형성하는 경우 횡방향으로 간주한다. 유사하게는, 이러한 성분은 종방향으로 배
향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이러한 성분이 종방향 축(L-L)과 ±45°이하를 형성하면 종방향으로 간
주한다.

제1도는 상면 시이트(22) 및 배면 시이트(26)가 흡수 코어(28)보다 일반적으로 큰 치수의 길이 및 나비를 
갖는 기저귀(20)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이다. 상면 시이트(22) 및 배면 시이트(26)는 흡수 코어(28)의 가장
자리 밖으로 연장되어 이로써 기저귀(20)의 둘레를 형성한다. 상면 시이트(22), 배면 시이트(26) 및 흡수 
코어(28)는 공지된 다양한 구성으로 조립될 수 있고, 바람직한 기저귀 구성은 일반적으로 본원에서 참조
로서 인용하는 다음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참조 : 1975년 1월 14일자로 케네쓰(Knneth B. Buell)에게 허
여된 Contractable Side Portions for Disposable Diaper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3,860,003호; 1991년 6
월  13일자로  출원된  Absorbent  Article  With  Dynamic  Elastic  Waist  Feature  Having  a  Predisposed 
Resilent Flexural Hinge란 명칭의 케네쓰 등의 특허원 제 07/715,152호].

제1도에 도시되진 않았어도, 흡수 코어는 바람직하게는 상면 시이트 패널(24)에 대해 중간에 위치하여 후
방부에서 쪼개져서 일회용 흡수 제품에 비어 있는 영역을 생성한다.

상면 시이트(22)는 흡수 코어(28)의 신체 표면에 인접하게 위치되고 바람직하게는 당해 기술분야에 잘 공
지된 부착 수단(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배면 시이트(26)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주변이 연결된다. 적절한 
부착 수단은 흡수 코어(28)에 배면 시이트(26)를 연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다. 본원에서 사용
되는 연결된이란 용여는 부재를 다른 부재에 부착시킴으로써 다른 부재에 직접 고정시키는 구성부 및 다
른 부재에 차례대로 부착된 중간 구성요소에 부재를 부착시킴으로써 다른 부재에 간접적으로 고정시키는 
구성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상면 시이트(22) 및 배면 시이트(26)는 기저귀 둘
레에서 서로에게 직접 연결되고 적절한 부착 수단(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흡수 코어(28)에 그들의 결합자
의 결과로서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배면 시이트(26)는 흡수 코어(28)의 가멘트 표면에 인접하게 위치되고 바람직하게는 여기에 당해 기술 분
야에 공지된 바와 같은 부착 수단(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연결된다. 예를 들면, 배면 시이트(26)는 균일 
형태의 연속 접착층, 접착제의 패턴화층 또는 접착제의 별도의 라인, 나선형 또는 포스트의 배열에 의해 
흡수 코어(28)에 고정된다.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 소재의 에이치. 비. 풀러 캄파니(H. B. Fuller 
Company)에 의해 제조되고 HL-1258로서 시판되는 접착제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접착제이다. 부착 
수단은  바람직하게는  접착제의  필라멘트의  개방  패턴  망상구조[참조  :  1986년  3월  4일자로 미네톨라
(Minitola)  등에게 허여된 Disposable  Waste-Containment  Garment란 명칭의 미국 특허 제4,573,986호]. 
더욱 바람직하게는 다음 문헌에 개시된 기구 및 방법에 의해 설명되는 바와 같은 나선형 패턴으로 소용돌
이치는 몇 개의 라인의 접착제 필라멘트[참조 : 1975년 10월 7일자로 스프라그(Sprague, Jr.)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911,173호; 1978년 11월 22일자로 지엑터(Ziecter)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785,996
호; 및 1989년 6월 27일자로 워레닉즈(Werenicz)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42,666호]를 포함한다. 이러
한 상기 특허는 본원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선택적으로, 부착수단은 열 결합, 가압 결합, 초음파 결합, 
동력학적 결합, 또는 당해 기술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임의의 다른 적절한 부착 수단 또는 이들 부착 수
단들의 배합을 포함할 수 있다.

배면 시이트(26)는 액체(예 : 뇨)에 대해 불투과성이고 다른 가요성 액체 불투과성 물질이 사용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게는 얇은 플라스틱 필름으로부터 제조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가요성이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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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용이하게 일반적인 모양 및 인체의 윤곽에 맞는 물질을 말한다. 배면 시이트
(26)는 흡수 코어(28) 중에 흡수 및 봉쇄된 배설물이 기저귀(20)와 접촉하는 제품(예 : 잠옷 및 언더가멘
트)를 적시지 않게 한다. 따라서 배면 시이트(26)는 제직물 또는 부직물,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과 같은 열가소성 필름과 같은 중합체성 필름 또는 필름-피복된 부직물과 같은 복합체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배면 시이트는 약 0.012mm(0.5mil) 내지 약 0.05/mm(2.0mil)의 두께를 가지는 열가
소성 필름이다. 배면 시이트(26)로서 특히 바람직한 물질은 미국 인디아나주 테르 호트 소재의 트레데거 
인더스트리즈 인코포레이티드(Tredegar Industries, Inc.)에 의해 제조된 RR8220 취입 필름 및 $$5474 금
형 필름을 포함한다. 배면 시이트(26)는 바람직하게는 보다 가랑이 모양에 가까운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엠보싱되고/되거나 매트 마무리처리된다. 또한, 배면 시이트(26)는 여전히 배설물이 배면 시이트(26)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면서도 증기를 흡수 코어(28)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즉, 통기가능하
다). 최종적으로, 배면 시이트(26)는 전체적으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물질로 구성될 수 있고, 바람직
하게는 상면 시이트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패널(24)에 근접한 하나 이상의 신장가능한 패널 물질을 갖는
다.

상면 시이트(22)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감촉이 부드러우며 착용자의 피부에 비자극성이다. 또한, 상
면 시이트(22)는 액체(예 : 뇨)가 용이하게 그 두께를 통과할 수 있는 액체 투과성이다. 적절한 상면 시
이트는 광범위한 물질[예 : 다공성 발포체; 망상 발포체; 천공된 플라스틱 필름; 또는 제직된 또는 부직 
웹의 천연 섬유(예 : 목재 또는 면 섬유), 합성 섬유(예 : 폴리에스테르 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의 배합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면 시이트(22)는 소수성 물질
로 이루어져서 착용자의 피부를 흡수 코어(28)에 봉쇄된 액체로부터 분리시킨다. 상면 시이트(22)를 제조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제조기술이 있다. 예를 들면, 상면 시이트(22)는 스펀 본드 부직포 웹, 카딩 
부직포 웹, 습식 부직포 웹, 용융 취입된 부직포 웹, 유체결합 부직포 웹, 상기 결합 등일 수 있다. 바람
직한 상면 시이트를 당해 기술분야에 잘 공지된 수단에 의해 카딩하고 열적으로 결합한다. 바람직한 상면 
시이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월폴 소재의 버라텍 인포코레이티드, 어 디비젼 오브 인터내쇼널 페이퍼 캄
파니(Veratec, Inc., a Division of International Paper Company)에 의해 P-8로서 제조되는 스테이플 길
이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웹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가지 양태에 따르면, 상면 시이트(22)는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하다. 
본원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이란 용어는 약 15초동안 약 50% 이상으로 자유 길이
로부터 늘어날 수 있고 이러한 연장을 야기시키는 힘이 이완되기 시작한 후 약 5분안에 자유 길이의 10% 
미만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면 시이트(24)의 모든 부분이 하나 이상의 방향으로 또는 일반적으
로 종방향 측에 수직인 한 방향(A-A)으로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면 시이트의 층(24)
이 탄성적으로 신장될 수 있는 인장의 주축은 일반적으로 종방향 축과 평행하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상면 시이트(22)는 약 350% 이상의 인장률까지, 더욱 바람직하는, 약 450% 이상
의 인장률까지 파손없이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하지만, 파손없이 더 작은 인장률(예를 들면, 50 내지 100
%)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본원에서 사용된 파손이란 용어는 두개 이상의 조각으로 찢기거나,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질은 착용자의 신체의 모양에 맞추고 착용자의 피부에 대해 지
속해서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비교적 고도로 신장가능한 상면 시이트(22) 또한 착용자의 더 
큰 규모의 영역에 편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물질의 예가 본원에서 참조
로서  인용하는  1991년  8월  6일자로  알렌(Allen)  등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5,037,416호에  개시되어 
있다.

상면 시이트(22)는 배변 물질과 같은 배설물이 흡수 코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통로(38)를 추
가로 포함한다. 이러한 탄성화될 수 있는 공간(38)은 배설물이 착용차의 피부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해
준다.

흡수 코어(28)는 일반적으로 압축 가능하고, 편안하고, 착용자의 피부에 비자극성이며, 뇨 및 그 밖의 신
체 배설물과 같은 액체를 흡수 및 보유할 수 있는 임의의 흡수 수단일 수 있다.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
이, 흡수 코어(28)는 가멘트 표면, 신체 표면, 측면 가장자리, 및 허리 가장자리를 갖는다. 흡수 코어
(28)는 광범위한 크기 및 모양(예 : 직사각형, 모래시계, T-형, 비대칭형 등)으로 제조될 수 있고 일회용 
기저귀 및 다른 흡수 제품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액체-흡수성 물질(예 : 일반적으로 공기펠트
라고 불리는 분쇄된 목재 펄프)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다른 적절한 흡수성 물질의 예는 크레이핑된 셀룰
로즈 충전물, 적합하고 화학적이거나 개질되거나 또는 가교결합된 셀룰로즈 섬유를 포함하는 용융 취입된 
중합체, 티슈 랩을 포함하는 티슈 및 티슈 적층물, 겔화 물질, 또는 임의의 등가의 물질 또는 이들의 배
합물을 포함한다. 흡수 코어의 구성부 및 구조는 또한 변할 수 있다(예를 들면, 흡수 코어는 다양한 캘리
퍼 영역, 친수성 구배, 초흡수성 구배, 또는 낮은 밀도 및 낮은 평균 기초 중량 포획 영역을 가질 수 있
고; 또는 하나 이상의 층 또는 구조물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흡수 코어의 총 흡수능은 예상되는 하
중 및 기저귀(20)의 목적하는 용도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흡수 코어(28)의 크기 및 흡수능은 
유아에서 성인에 걸친 착용자에 맞출 수 있다. 흡수 코어(28)로서 사용하기 위한 흡수 구성부의 예가 본
원에서 참조로서 인용하는 다음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참조 : 1986년 9월 9일자로 웨이스먼(Weisman) 등
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610,678호;  제1987년  6월  16일자로  웨이스먼  등에게  허여된  Absorbent 
Article with Dual-Layerde Cores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4,673,402호; 제1989년 12월 19일자로 안그스
타드트(Angstadt)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4,888,231호; 및 제1989년 5월 30일자로 알레매니(Alermany) 
등에게  허여된  High  Density  Absorbent  Members  Having  Lower  Density  and  Lower  Basis  Weight 
Aquisition Zones이란 명칭의 미국 특허 제4,834,735호].

기저귀는 바람직하게는 액체 및 다른 신체 배설물의 향상된 봉쇄를 제공하기 위한 탄성화 차단 다리 커프
스(32)를 포함한다. 각각의 탄성화된 차단 다리 커프스(32)는 기저귀(20)의 다리 영역에 대한 신체 배설
물의 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몇몇 상이한 실시양태를 포함한다. 1990년 3월 20일자로 아지즈(Aziz) 등에
게 허여된 탄성화된 플랩을 갖는 일회용 흡수 제품이란 명칭의 미국 특허 제4,909,803호에는 기저귀(20)
의 다리 영역의 봉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립형(stand-up) 탄성화 플랩(차단 다리 커프스(32))을 가지는 
일회용 기저귀(20)가 개시되어 있다. 1987년 9월 22일자로 로손(Lawson)에게 허여된 이중 커프스를 가지
는 흡수 제품이란 명칭의 미국 특허 제4,695,278호에는 틈새를 막는 커프스 및 차단 커프스(32)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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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중 커프스를 가지는 일회용 기저귀(20)가 개시되어 있다. 두가지 특허는 모두 차단 다리 커프스(3
2)를 위한 적절한 예시적인 구성을 보여줄 목적으로 참조로서 인용한다.

제2도(a, b 및 c도는 제1도의 단면로서, 구조의 일부분은 기저귀의 구성을 더욱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절단면이다)에 있어서, A부분은 상면 시이트(22), 흡수 코어(28) 및 배면 시이트(26)을 포함한다. 부분 B
는 상면 시이트(22)에 개구부(38), 상면 시이트(22)의 탄성화 패널 부분(24), 흡수 코어(28)에 스플리트
(42) 및 배면 시이트(26)의 탄성화 패널 부분(44)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개구부(38)는 차단물로서 더
욱 확실히 맞을 수 있도록 탄성화된다. 최종적으로, 부분 C는 상면 시이트(22)의 탄성화 패널(24), 흡수
코어(28)의 스플리트(42) 및 배면 시이트(26)의 탄성화 패널(44)을 포함한다.

기저귀(20)는 바람직하게는 허리 영역(31  또는 33)  중 하나, 바람직하게는 제2허리영역(33)(일반적으로 
고정 시스템(36)을 갖는다)을 착용자의 등에 위치시키고 기저귀(20)의 나머지를 착용자의 다리 사이로 당
겨서 다른 허리 영역(31), 바람직하게는 제1허리 영역(31)이 착용자의 전방을 가로 질러 위치되도록 사용
한다. 이어서 고정 시스템(36)의 패스너 테이프(50)를 방출 부분(52)으로부터 방출시킨다. 이어서 기저귀 
착용자가 탭 부분을 계속 붙잡으면서 착용자 주위로 탄성화 측면 패널을 감싼다. 탄성화 측면 패널은 일
반적으로 이러한 작업 중에 신장되고 팽팽하게 되어 착용자의 치수 및 모양에 맞도록 된다. 고정 탭(50)
을 기저귀의 외부 표면에 고정시키고 측면을 폐쇄한다.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압력이 고정 탭(50)에 적용되었을 때 공간(46)이 탄성화 상면 시이트(24)와 
배면 시이트 사이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공간(46)은 치수 또는 착용자 및/또는 상면 시이트(22) 상에 탭
의 위치에 따라 조절가능하다. 흡수 코어(28)는 바람직하게는 상면 시이트(22) 및 기저부 시이트(26)의 
비탄성화 대역에 부착된다.

제4도는 기저귀(20)의 전방에 공간(48)을 추가로 포함하는 본 발명의 선택적인 실시양태이다. 이러한 공
간은 후방 공간(46)의 생성과 유사하게 생성되는데, 여기서는 상면 시이트(22)에 제2탄성화 패널(56)이 
있다. 압력은 기저귀(20)의 허리 영역(31)의 각 측면상에서 발휘되어 전방 공간(48)을 생성한다. 이러한 
전방공간(48)은 특히 뇨 및/또는 배변 물질, 더욱 바람직하게는 뇨의 격리에 특히 바람직하다. 이러한 뇨 
격리를 위한 추가 대역은 기저귀(20)에서 착용자와 떨어져 있는 뇨의 최대 포획대역이 될 수 있다.

착용자가 착용한 형태의 일회용 제품의 예가 제5도에 도시된다. 기저귀(20)는 바람직하게는 허리 대역(31 
또는 33) 중의 하나를, 바람직하게는 제2허리 대역(33)(일반적으로 고정 시스템(36)을 가짐)을 착용자의 
등에 위치시키고, 착용자의 다리 사이로 기저귀(20)의 나머지 부분을 끌어 당겨서 다른 허리 대역(31)이 
착용자의 전방을 가로질러 위치되도록 함으로써 착용자에게 착용된다. 이어서 고정 시스템의 고정 테이프 
탭(50)을  방출부로부터  방출시킨다.  이어서  기저귀  착용자가  탄성화  측면  패널을  착용자의  주위로 
감싸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동안 기저귀는 연장되고 팽팽하게 되어 착용자의 치수 및 모양에 맞게 되
며 후방 공간(46)을 생성한다. 고정 탭(50)을 기저귀(20)의 외부 표면에 고정시켜 측면을 폐쇄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양태를 설명하고 기술하였지만, 본 발명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밖의 
다양한 변화 및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당해 기술분야의 숙련인들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주 안에 있는 이러한 변화 및 변형을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개구부 및 하나 이상의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패널과 갖는 실질적으로 액체 투과성인 상면 시이트; 상기 
상면 시이트의 패널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신장 가능한 패널을 갖고, 상기 상면 시이트에 적어도 부분
적으로 주변이 연결된 액체 불투과성 배면 시이트; 및 상기 상면 시이트와 배면 시이트의 중간에 위치하
고 상기 개구부 및 상기 상면 시이트 패널과 배면 시이트 패널 사이로부터 신장되는 하나 이상의 스플리
트(split)를 가짐으로써 상기 개구부를 통해 침적된 배변 물질이 침적되고 상기 상면 시이트로부터 격리
되도록 하는 흡수 코어를 포함하는, 종방향 축 및 여기에 수직인 횡방향 축을 갖는 일회용 흡수 제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플리트가 일회용 흡수 제품의 후방부 안으로 신장되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 시이트가 상기 스플리트의 중간까지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하나의 패널을 포
함하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흡수 코어가 상기 스플리트 부근의 상기 상면 시이트 및/또는 배면 시이트의 신장
가능한 표면까지 부착되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배면 시이트가 상기 스플리트 코어의 중간까지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하나의 패널
을 포함하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일회용 흡수 제품의 전방부로 신장되는 상기 흡수 코어의 제2스플리트를 추가로 포
함하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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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 시이트 및 배면 시이트가 각각 상기 후방 스플리트의 중간까지 탄성적으로 신
장가능한 하나의 후방 패널과 상기 전방 스플리트의 중간까지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하나의 전방 패널을 
가지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 시이트가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물질을 포함하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배면 시이트가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물질을 포함하는 일회용 제품.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상면 시이트 및 배면 시이트가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물질을 포함하는 일회용 제
품.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배면 시이트가 탄성적으로 신장가능한 물질을 포함하는 일회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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